
Ballet Junior Solo

3501 김*연 파키타 아다지오

3502 한*원 그랑파클래식

3503 고*주 돈키호테 중 키트리

3504 이*연 베니스카니발

3505 손*림 돈키호테 숲의여왕

3506 유*선 베니스카니발

3507 서*혜 할리퀸아드

3508 박*은 궐나라

3509 조*영 지젤

3510 강*우 할리퀴네이드

3511 김*리 그랑파클래식

3512 이*은 감자티

3513 박*희 파키타 베스탈카

3514 김*연 탈리스만

3515 조*영 고집쟁이 딸 중 리즈바리에이션

3516 이*나 할리퀸아드 중

3517 김*현 돈키호테 키트리바리에이션

3518 이*은 코펠리아

3519 김*미 백조의 호수

3520 조*희 2막 궐나라 바리에이션

3521 김*민 다이애나 & 악테온 중

3522 장*담 고집쟁이딸

3523 구*아 돈키호테 키트리

3524 김*민 파키타아다지오

3525 정*연 돈키호테 중

3526 김*준 코펠리아

3527 송*림 할리퀴네이드

3528 박*현 그랑파클래식

3529 문*우 돈키호테



3530 이*빈 실비아

3531 정*빈 파키타 아다지오

3532 박*영 지젤

3533 구*영 돈키호테 중 키트리

3534 박*정 해적

3535 한*린 돈키호테중 키트리

3536 이*윤 파키타 폴로네이즈

3537 김*흔 파키타아다지오

3538 안*은 해적

3539 김*원 파샤의 정원

3540 송*경 키트리 친구들

3541 정*정 돈키호테중 키트리

3542 박*진 할리퀴네이드

3543 박*진 백조의호수-파드트루아

3544 차*현 에스메랄다

3545 이*민 그랑파 클래식

3546 신**나 탈리스만

3547 정*윤 베니스 카니발

Ballet Junior Duet

3601 서*원 외 1명 그랑파클래식

Ballet Pre-Junior Ⅰ Solo

3101 김*봄 미션이즈파서블

3102 진*하 스페인인형

3103 임*원 정원에서

3104 전*리 고집쟁이딸

3105 장*빈 탈리스만

3106 박*진 화려한 외출

3107 박*재 지젤



3108 김*채 에스메랄다

3109 임*남 돈키호테 키트리

3110 주*이 별 그리는 소녀

3111 이*찬 돈키호테

3112 안*영 그래듀에이션 볼

3113 송*주 플로라 바리에이션

3114 김*우 플로라

3115 금*원 에스메랄다

3116 김*하 할리퀴네이드

3117 김*은 파키타 폴로네이즈

3118 박*민 지젤

3119 이*인 슈퍼 마리 'Oh' Girl

3120 김*진 인형요정

3121 김*빈 해적 중 궐나라

3122 장*영 키트리 시카고에 가다

3123 김*희 플로라

3124 민*율 Brilliant victory

3125 최*은 햇살

3126 공*원 플로라

3127 배*서 내 마음의 이야기

3128 김*소 축제

3129 조*윤 탈리스만

Ballet Pre-Junior ⅠGroup

3201 김*소 외12명 우리들의 이야기

3202 이*빈외7명 Ragtime

Ballet Pre-Junior Ⅱ Solo

3301 서*준 사타넬라

3302 김*은 해적 중 메도라 베리에이션 2막



3303 김*경 에스메랄다

3304 김*유 파키타 아다지오

3305 안*현 코펠리아 스와닐다

3306 김*진 카발리홀트

3307 이*빈 에스메랄다

3308 윤*서 사타넬라

3309 신*주 키트리바리에이션

3310 김*영 에스메랄다

3311 김*원 라바야데르

3312 정*채 오로라 바리에이션

3313 이*령 파랑새

3314 김*민 지젤

3315 성*우 감자티

3316 최*아 탈리스만

3317 이*겸 탈리스만

3318 윤*원 파키타

3319 신*빈 에스메랄다

3320 홍*이 코펠리아

3321 전*인 돈키호테(둘시네아)

3322 박*유 스와닐다 바리에이션 1막

3323 정*원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 오로라

3324 권*음 플로라 바리에이션

3325 배*현 다이아나 악테온

3326 임*진 사타넬라

3327 김*연 돈키호테 둘시네아

3328 권*지 파키타 아다지오

3329 김*서 오로라

3330 김*현 고집쟁이딸 리즈

3331 김*경 코펠리아 스와닐다

3332 신*라 돈키호테 키트리



3333 유*아 오로라 바리에이션

3334 이*은 플로라

3335 조*혜 그랑파클래식

3336 김*아 코펠리아 중 스와닐다

3337 김*준 해적

3338 임*준 코펠리아

3339 한*현 파키타

3340 전*연 해적 - 메도라 바리에이션 Act 2

3341 이*경 돈키호테

3342 문*원 파키타

3343 정*현 어웨이크닝 오브 플로라

3344 이*인 에스메랄다

3345 이*안 할리퀸아드

3346 이*유 키트리

3347 김*진 할리퀸아드

3348 주*나 돈키호테 키트리 바리에이션

3349 박*민 카발리홀트

3350 김*우 파키타

3351 이*연 백조의 호수 파드트루아

3352 김*희 파키타

3353 최*진 파키타 아라베스크

3354 박*하 파키타 아라베스크

3355 윤*윤 파라오의 딸

3356 고*욱 파키타

3357 이*경 할리퀴네이드

3358 임*지 로즈 아다지오

Ballet Pre-Junior Ⅱ Group

3401 이*나 외12명 주얼스



Ballet Senior Solo

3701 이*성 베니스 카니발

3702 박*원 에스메랄다

3703 황*원 플로라

3704 안*수 파키타 폴로네이즈

3705 정*나 오로라

3706 김*지 파키타 아다지오

3707 이*빈 파키타 아다지오

3708 이*연 해적 아다지오

3709 임*주 할리퀸아드

3710 여*경 실비아

3711 노*림 지젤

3712 이*루 돈키호테 키트리

3713 이*은 파키타 폴로네이즈


